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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material for preventing spalling of concrete, the effectiveness of PP fiber has already
been confirmed.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maximum temperature that occurs
during a fire, and to solve the mixing problem and the strength reduction problem that occur
depending on the mixing amount. In this study, the fire resistance performance of tunnel
segment linings according to the PP fiber content and air volume under the RABT fire scenario
was investigated. As a result, no spalling or cross-sectional loss occurred in all test specimens,
and when the PP fiber content was small, the maximum temperature was relatively high and
the maximum temperature arrival time was also fast. On the other hand, no trend was found
for the maximum temperature and arrival time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air volume. In
the internal temperature distribution results for the PP fiber mixing amount of 0.75, 1.0, 1.5,
and 2.0 kg/m3, the results of 0.75 and 1.0 kg/m3 showed similar temperature distribution, and
the results of 1.5 and 2.0 kg/m3 were simi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internal temperature
distribution tends to decrease at the same depth when the amount of PP fiber mixed is large,
and it was confirmed that a remarkable difference occurred from the results of 1.0 kg/m3 and
1.5 kg/m3 of PP fiber mixed am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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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콘크리트의 폭렬방지 재료로서 PP섬유는 그 효과가 이미 확인되었다. 그러나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온
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배합량에 따라 발생하는 믹싱문제 및 강도저하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RABT화재시나리오 하에서 PP섬유 함유량과 공기량에 따른 터널 세그먼트 라이닝의 화재저
항성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시험체에서 폭렬과 단면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PP섬유 함유량
이 작을 경우 상대적으로 최대온도가 높고 최대온도 도달시간 역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기량
차이에 따른 최대온도와 도달시간에 대한 어떤 경향을 발견하지 못했다. PP섬유 혼입량 0.75, 1.0, 1.5,
2.0 kg/m3인 경우에 대한 시험체 내부 온도분포 결과에서는 0.75와 1.0 kg/m3의 결과가 유사한 온도
분포를 보였으며, 1.5와 2.0 kg/m3의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PP섬유 혼입량이 많을 경우 동일 깊이
에서 내부 온도분포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PP섬유 혼입량 1.0 kg/m3와 1.5
kg/m3의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터널, 세그먼트, 화재저항, PP섬유, 공기량
Ⓒ The Korean Society for Rock Mechanics and Rock Engineering 2021.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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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터널 내 화재는 지하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상에 비해 더 높은 온도가 나타날 수 있고 온도의 상승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화재 특성을 고려하여 독일의 RABT (Richtlinien für die Ausstattung und den Betrieb von
Straßentunneln)와 네덜란드의 RWS(Rijkswaterstaat)을 비롯하여 HCinc(Increased Hydro Carbon)과 같은 강력한 화재시나리
오가 터널 내 화재 모사에 사용되고 있다(Haack, 1998).
세그먼트 라이닝은 쉴드TBM터널의 지보재로서, 공사 중에는 TBM의 추진대 역할과 터널 내 안정 확보를 수행하고 시공 후에
는 영구적인 터널라이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반, 수압하중을 비롯하여 추력에 의한 작업하중, 운반 및 적치하중과 같은 다
양한 외력에 안정해야 한다(KTA, 2008).
시공이 완료된 터널 내측 최종 라이닝은 터널의 사용용도에 따라 다양한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세그먼트 라이닝이 영구
터널라이닝으로 사용될 경우는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더 높다. 이전에는 콘크리트가 타지 않고 열전도도가 낮은 특성에 기인하여
화재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콘크리트가 화재에 의해 단면손실이 발생하고 압축강도와 같은 역학적 특성이 저
하된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화재에 대한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온도에 따른 콘크리트 및 철근의 화재손상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
를 발표하였다(Schneider, 1988, Phan, 1996, Khoury et al., 2002, Chang et al., 2007, Wang et al., 2018). 화재에 의한 콘크리트
및 철근의 화재손상 특성 중 폭렬(explosive spalling)과 박락(spalling)에 의해 발생하는 단면손실은 구조물, 즉 터널라이닝의 내하
력을 감소시켜 구조적 안정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Beard and Carvel, 2005, Choi et al., 2010, Hager et al.,
2019). 폭렬은 온도증가율(heating rate), 하중조건(loading condition), 함수량(moisture content)에 따라 달라지고 공극압(pore
pressure)와 열응력(thermal stress)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폭렬의 주요 발생원인 중 공극압에 의한 발생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대기압 하에서 물이 100°C에 도달하면 기화하면서 증발
(evaporation)이 발생하며, 이때 물의 증발에 의해 부피가 1,100배 가량 증가하게 된다. 콘크리트 내 자유수(capillary free water)
는 입자 간에 화학적 결합으로 의해 구속되어 있는 콘크리트 내에서 증발하여 공극압(pore pressure)을 급격하게 증가시킨다. 기화
한 자유수는 콘크리트 내부의 불규칙한 입자 간 간격 사이를 이동하게 되며 기화된 수분량과 입자 간의 간격에 의해 달라지는 압력
차이에 의해 특정 지점에서 공극압의 피크를 발생시킨다. 공극압의 피크는 콘크리트의 투수성(permeability)에 따라 달라지며, 일
반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투수성을 가지는 고강도 콘크리트에서 공극압의 피크가 더 높고 열원에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다
(Khoury, 1992, Hertz, 2003, Khoury, 2008).
화재 시 PP섬유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내부의 증기압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방법이다(Melbye and Dimmock,
2006, Clement and Focaracci, 2011). 물론 화재 후 보수보강은 별개의 문제이다. Hager et al.(2019)은 PP섬유의 녹는점이 낮을
수록 폭렬 방지에 효과적임을 설명하였고 PP섬유를 많이 사용할 경우 믹싱(mixing)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섬유가 콘크리트 내
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PP섬유 함유가 콘크리트의 강도저하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언
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그먼트 라이닝을 모사한 콘크리트 블록에 합성섬유 중 PP섬유(Polypropylene fibers)를 배합하여 함유량과 공
기량에 따른 세그먼트 라이닝의 화재저항성능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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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체 제작 및 시험방법
2.1 시험체 제작
폭렬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화패널 및 내화스프레이와 같은 내화재 설치와 PP섬유와 같은 합성섬유를 사용하는 것이다.
부가적으로 낮은 열팽창 계수를 가지는 골재의 사용, 콘크리트의 투수성을 높이거나 함수량을 낮추는 방법, 그리고 AE제
(Air-Entraining agent)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부가적인 방법들은 그 효과가 낮은 문제가 있다. Khaliq and
Waheed(2017)는 최대온도 800°C까지에서 AE제 사용(1.5, 4, 8%)에 따른 콘크리트의 스폴링 방지효과와 역학적 특성 저하에 대
해 연구하였으며, AE제가 4, 8%로 사용되었을 경우 스폴링 방지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PP섬유는 화재에 의한 온도상승 시 콘크리트 내부에서 녹아 온도상승에 의한 자유수(증기)의 이동로 역할을 함으로써 압력 증가를
감소시켜 폭렬을 방지하는 재료이다. 화재면에 별도의 내화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단면손실에 의한 구조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해
활용된다. PP섬유는 내화섬유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Table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PP섬유의 물성을 정리한 것이다.
Khoury(2008)는 단섬유(monofilament)형태의 마이크로 PP섬유는 일반적으로 직경이 15~32 ㎛로 미세하고 길이는 6-12 mm
로 제작되며, 콘크리트 혼합 시 양호한 분산효과를 내기 위해 분산제(dispersant)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PP섬유
는 직경의 범위가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길이는 3~19 mm로 제작되고 있다.
Table 1. Details of PP(Polypropylene) fiber
Mechanical Properties

Values

Material

Polypropylene

Relative density

0.9±0.01

Melting point

165°C

Length

12 mm

Thickness

21~40 ㎛

Tensile strength

300 MPa

Elastic modulus

3.5 GPa

Chemical resistance

generally excellent

PP섬유의 함유량과 콘크리트 공기량에 따른 화재저항성능시험을 위해 Fig. 1과 같이 시험체를 제작하였다. 시험체는 세그먼트
라이닝을 모사한 철근보강콘크리트 블록으로 제작되었다. 콘크리트는 굵은 골재 최대치수가 20 mm이고 슬럼프는 50 mm, 슬래
그미분말과 플라이애쉬 등을 포함하여 배합되었다(Table 2). 콘크리트 시험체의 측정강도(28일)는 평균 60~70 MPa이다. 일반적
으로 PP섬유의 함유량이 늘어날수록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감소된다.
Table 2. Concrete mix design
Design
strength
(MPa)

Gmax
(mm)

W/B*
(%)

S/a*
(%)

Slump
(mm)

40

20

35.7

52.0

50

Unit weight (kg/m3)
Water
(W)

Cement
(C)

S/P*

F/A*

Sand
(S)

Aggre-gate
(G)

AD*
(%)

PP
Fiber

150

252

126

42

937

874

Refer to
Table 3

Refer to
Table 3

* W/B (Water Binder Ratio), S/a (Sand to Aggregate ratio), S/P (Slag Powder), F/A (Fly-Ash), AD (AD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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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stallation of reinforcing bars and thermocouples

(b) Concrete casting

(c ) The position of thermocouples in a concrete block
Fig. 1. Preparation of test specimens

시험체는 총 3개이며, 섬유함유량 차이(0.75, 1.0 kg/m3)에 따른 결과를 보기 위한 시험체 2개와 섬유함유량 1.0 kg/m3에서 콘크
리트 공기량 차이(1.5, 5.0%)에 따른 결과를 보기 위한 시험체 1개로 구성되었다(Table 3). 화재저항성능시험을 위한 시험체는
1,400× 1,000 × 300 mm (가열면 1,100 × 700 mm)로 제작하였다. 시험체의 내부 온도는 직경(φ) 3.2 mm 시스형 열전대
(sheathed thermocouples)를 이용하였고 설치위치는 Fig. 1(c)와 같다. 열전대는 시험체의 중앙부에 화재노출면(d=0 mm)으로부
터 25, 50, 75 mm 지점(TC-1, TC-2, TC-3)에 각각 설치되었다.
Table 3. Differences in the mixture of test specimens
Test specimens No.

PP fiber contents (kg/m3)

Air content (%)

PP-1

0.75

1.5

PP-2

1.0

1.5

PP-3

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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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험방법
시험체는 양생 28일 이후, 지하공간 화재모사용 고온가열로를 이용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화재시나리오는 세그먼트 라이닝을
대상으로 하므로 터널 내 화재시나리오인 독일의 RABT(Richtlinien für die Ausstattung und den Betrieb von Straßentunneln)
를 사용하였다(Fig. 2). 본 연구에 사용된 수평가열로는 지하공간 화재를 모사할 수 있는 고온가열로로서 Fig. 3(a)과 같다. 가열로
는 Fig. 3(b)와 같이 시험체를 가열로 상부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시험체와 가열로 사이에 고온에 대한 저항성이 큰 세라믹섬유로 단
열을 실시하였다.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시험체 내부에 설치된 열전대를 이용하여 매 1초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하였다.

Fig. 2. RABT fire scenario

(a) Composition of furnace

(b) Fireproof insulation
Fig. 3. Furnace and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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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재저항성능시험결과
3.1 시험체 내부 온도분포
PP섬유함유량이 0.75와 1.0 kg/m3이고 공기량이 1.5와 5.0%인 3개의 콘크리트블록시험체에 대해 Fig. 4와 같이 RABT화재시
나리오 하에서 화재저항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4. Fire resistance test

화재저항성능시험이 완료된 170분까지 각 시험체 내부에서 측정된 최대온도와 도달시간은 Table 4와 같다. PP-1 시험체에서 열
전대가 설치된 피복두께(화재노출면으로부터 거리, d) 25 mm인 위치(TC-1)에서의 최대온도는 607°C로 나타났으며 시험 시작 후
79분 후 도달하였다. d=50 mm(TC-2) 위치의 열전대에서는 106분 후 최대온도가 404°C로 나타났으며, d=75 mm(TC-3)위치에
서의 최대온도는 131분 후 287°C에 도달하였다(Fig. 5~Fig. 7). 시험 완료 후 가열면을 확인한 결과, Fig. 8과 같이 시험체 표면(화
재노출면)에 일부 균열 및 미미한 표면 탈락과 가열에 의한 변색이 나타났지만, 폭렬과 스폴링은 나타나지 않았다.
PP-2 시험체에서는 25 mm인 위치에서 최대온도 629°C(76분), d=50 mm위치에서 최대온도 418°C(103분), d=75 mm위치에
서 최대온도 281°C(134분)으로 나타났고 PP-3 시험체에서는 25 mm인 위치에서 최대온도 644°C(75분), d=50 mm위치에서 최
대온도 411°C(103분), d=75 mm위치에서 최대온도 272°C(139분)으로 측정되었다.
PP섬유 함유량에서 차이가 있는 PP-1과 PP-2 시험체를 비교해 보면, 피복두께에 따른 각 위치에서 시험 시작 후 경과시간에 따
라 최대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PP섬유함유량이 작을 경우 상대적으로 최대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최대온도
에 도달하는 시간 역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참조). 다만 가열면에서 75 mm가 떨어진 위치에서의 최대온도 도달시간은
콘크리트의 골재 및 페이스트의 공극, 수분이동 등에 의해 PP섬유 함유량이 높은 시험체에서의 도달시간이 더 빠르게 나타났다.
반면, 공기량 차이가 있는 PP-2와 PP-3 시험체에서는 앞의 PP섬유 함유량 비교에서와 달리, 열전대 위치에 따라 최대온도 도달
시간과 최대온도 모두에서 공기량 차이에 따른 경향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가열면을 기준으로 d = 25, 50, 75 mm 위치에서의 온도 결과로부터 모든 시험체에서 d= 75 mm 이상일 경우에 ITA(2004)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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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콘크리트의 손상온도인 380°C 미만으로 나타났다. 380°C 미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콘크리트 피복두께
를 보간법으로 계산할 경우, 약 55~56 mm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Table 4. Peak temperature of test specimens
Peak temperature
Thermocouple

3

PP-1 (0.75 kg/m , 1.5%)

PP-2 (1.0 kg/m3, 1.5%)

PP-3 (1.0 kg/m3, 5.0%)

Time (min)

Temp. (°C)

Time (min)

Temp. (°C)

Time (min)

Temp. (°C)

TC-1
(d=25 mm)

79.4

606.9

75.6

628.5

75.0

644.2

TC-2
(d=50 mm)

106.1

403.7

102.8

417.7

103.0

411.3

TC-3
(d=75 mm)

131.0

286.6

134.1

281.4

138.6

271.5

Fig. 5. Temperature-time relationships in PP-1 (0.75 kg/m3, Air 1.5%) specimens (RABT)

Fig. 6. Temperature-time relationships in PP-2 (1.0 kg/m3, Air 1.5%) specimens (RA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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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emperature-time relationships in PP-3 (1.0 kg/m3, Air 5.0%) specimens (RABT)

(a) before

(b) after

Fig. 8. Surface of concrete block before and after fire test under RABT scenario (PP-3)

3.2 PP섬유 사용 결과의 추가 비교
PP섬유에 대한 연구에서 함유량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다수의 논문에서 PP섬유의 함유량은 1~3 kg/m3를 언급하고 있으며,
1 kg/m3이하에서는 스폴링 방지효과가 저하하는 것으로 언급한 연구자가 있는 반면, 효과적인 결과를 얻은 연구결과가 보고되기
도 하였다. 또한 PP섬유의 함유량이 3 kg/m3를 넘어갈 경우 콘크리트 배합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alifa et al.,
2001, Khoury, 2008, Mindeguia et al., 2009, Mazzucco and Xotta, 2016, Yermak et al., 2017).
PP섬유는 약 160°C 내외에서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온도증가에 따라 균열 또는 폭렬이 발생하는 콘크리트의 화재저항성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지하공간의 대표적인 화재시나리오에서 RABT화재시나리오와 같이 최대온도가 1,200°C로
설정될 경우에는 미세균열 발생에 따른 폭렬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RWS화재시나리오와 같이 최대온도가 1,350°C로 높을
경우, 즉 콘크리트의 시멘트 페이스트와 골재 등이 녹는 수준의 온도에 노출될 경우에는 PP섬유로 화재저항성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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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위 연구결과에 PP섬유 혼입량에 따른 콘크리트 라이닝의 화재저항성 평가 결과를 덧붙여 PP섬유 혼입량에 따른
결과를 추가적으로 비교해 보았다(Choi et al., 2021). 추가 비교 결과의 W/B는 31.4%이고 28일 강도는 평균 65.6 MPa로서 이번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W/B는 4% 작고 28일 강도는 유사하다. 각 PP섬유 혼입량 결과들 사이에 존재하는 콘크리트의 배합상의 차
이에 따라 시험체 내부의 온도분포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혼입량에 따른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Fig. 9은 PP섬유 혼입량 0.75~2.0 kg/m3인 경우에 가열면으로부터 50 mm지점에서의 온도분포를 도시한 결과이고 Fig. 10은
PP섬유 혼입량 0.75~2.0 kg/m3인 경우에 가열면으로부터 75~80 mm지점에서의 온도분포를 보여준다. PP섬유 혼입량 0.75
kg/m3 결과와 PP섬유 혼입량 1.0 kg/m3 결과는 유사한 온도분포로 나타났으며, 1.5 kg/m3 인 경우와 2.0 kg/m3 인 경우에서 유사
한 온도분포를 나타냈다. 위 결과에서 PP섬유 혼입량이 많을 경우 동일 깊이에서 내부 온도분포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PP섬유 혼입량 1.0 kg/m3와 1.5 kg/m3 의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즉, 다른 PP섬유 혼
입량에 비해 PP섬유가 녹아서 증기압의 소산을 위한 유로 형성과 마이크로 크랙 형성에 의한 온도저하 효과가 1.5 kg/m3의 혼입량
일 때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9. Temperature-time relationships depending on PP fiber contents at 50 mm of depth

Fig. 10. Temperature-time relationships depending on PP fiber contents at 75(80) mm of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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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PP섬유는 저비용으로 화재 시 콘크리트의 단면손실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재료이다. 다만, RWS화재시나리오가 상정하는
1,200°C 이상의 높은 온도가 작용할 경우는 별도의 내화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RABT화재시나리오 하에서 PP섬유 함유량과 공기량에 따른 터널 세그먼트 라이닝의 화재저항성능을 살펴보았
다. 그 결과, 시험 후 가열면의 육안조사로 모든 시험체에서 폭렬과 단면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PP섬유 혼입량
0.75, 1.0 kg/m3의 결과에서 PP섬유 혼입량이 작을 경우 상대적으로 최대온도가 높고 최대온도 도달시간 역시 빠른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공기량 차이에 따른 최대온도와 도달시간에 대한 어떤 경향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해당 배합에서 콘크리트의 손상온도
인 380°C미만이 되는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약 55~56 mm인 것으로 예상되었다.
PP섬유 혼입량 0.75, 1.0, 1.5, 2.0 kg/m3인 경우에 대한 시험체 내부 온도분포 결과에서는 0.75와 1.0 kg/m3의 결과가 유사한 온
도분포를 보였으며, 1.5와 2.0 kg/m3의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PP섬유 혼입량이 많을 경우 동일 깊이에서 내부 온도분포가 낮
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PP섬유 혼입량 1.0 kg/m3와 1.5 kg/m3의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가 발생함을 확
인하였다.
화재저항시험의 경우 사용재료에 대한 개별 시험을 통해 그 성능을 파악하고 검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의 각 PP섬
유 혼입량에 따른 결과는 콘크리트 배합 차이에 따라 콘크리트 블록 내부의 온도분포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하지만, 혼입량에 따른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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